
10월 3일 – 10월 7일(7주)                        

월 (3일) 화 (4일) 수 (5일) 목 (6일) 금 (7일)

아침 활동

개천절
(국기 다는 날)

'개천절'은 우리의 
민족국가의 건국을 
축하하는 동시에 
문화민족으로서의 
새로운 탄생을 

축하하며 하늘에 
감사를 표하는 우리 
민족 고유의 전통적 
명절이라고 할 수 

있습니다.
 

★ 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응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5분 안전교육 

아침 독서
아침 운동

줄넘기
아침 독서 독서록

1교시

체 육 영 어  사 회 사회

전담 교과 전담 교과

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
생활 모습 살펴보기
미니북 만들기
(교과서 40~45쪽)

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
생활 모습 살펴보기
미니북 만들기
(교과서 40~45쪽)

2교시

도 덕 과 학 과 학 체 육

공정함의 의미 알기

전자석의 성질 알기
(교과서 20~23쪽/실
관 10~11쪽)

전기를 안전하게 사용
하고 절약하는 방법
(교과서 24~25쪽/실
관 12쪽)

전담 교과

3교시

과 학 국 어 국 어 미 술

전구의 연결 방법에 따
라 전구의 밝기(교과서 
16~17쪽/실관 8쪽)
전류에 따른 나침반 
바늘의 움직임(교과서 
18~19쪽/실관 9쪽)

논설문을 쓸 때 알맞
은 자료를 활용하는 
방법 알기
(교과서 127쪽~131
쪽)

상황에 알맞은 자료
를 활용해 논설문 쓰
기(교과서 132~137
쪽)

한글날 기념 활동

4교시

5교시

사 회 수 학 영 어 실 과

세계의 다양한 기후 
알아보기
(교과서 36~39쪽)

(자연수)÷(소수) 알아
보기(교과서 38~39쪽/
익힘책 26~27쪽)

전담 교과

일상의 문제를 절차적
으로 해결해 보기

6교시

수 학 음 악

(소수)÷(소수) 알아보
기(교과서 36~37쪽/익
힘책 24~25쪽)

전담 교과

준비물 사회과 부도 사회과 부도 색칠도구

가정

통신

<교육활동 관련 안내>
 ✔학부모 상담주간이 끝났지만 상담 기간에 상담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중에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
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✔학교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가정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, 분리배출 잘
하기, 잔반 줄이기 등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 ✔10월 27일 몽골 초등학교와의 재난예방안전교육 온라인 수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주변의 
다양한 위험요인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.
<학생, 학부모께 드는 부탁 말씀>
 ✔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.
 ✔등교 전에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설문을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 ✔아이의 학교생활과 생활 습관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.
    ☞ 준비물과 숙제, 안내장을 잊지 않고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
 ✔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이나 결석의 경우에는 미리 꼭! 연락 주세요. 
    ☞ 체험학습 신청서는 1주일 전 제출이 원칙입니다.
    ☞ 질병 결석 시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. 


